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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를 담은 전시회

스스로 만들고 칠하고 붙이는 뻔뻔(fun fun)한 생각들이 하나 둘 모여 팔짱을 끼지 않고 팔을 걷어 붙
이는 전시회로서 DIY리폼 시장의 열정적인 소통의 불꽃을 태우기를 어느덧 다섯 해. 
스스로 하는 DIY이지만 함께하는 소통 과정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열정과 재미로 무장한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이 모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보다 큰 시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
우리생활 속 본격적인 셀프전성시대의 장을 연  DIY리폼박람회가 제 6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DIY리폼박람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스로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주거공간의 변화와
가치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변화의 결과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기에 
DIY리폼박람회는  L.I.F.E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 6회 2016 DIY리폼박람회 (DIY&Reform Show 2016) 
2016년 3월 24일(목) ~ 27일(일)
COEX 1층 B홀전관
네오션게이트, 문고리닷컴,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행사명
 기   간
 장   소
 주   최

창의적인 생각들과 열정으로 탄생한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DIY리폼박람회에서  L.I.F.E의 가치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Learning Inspiring Fun  Experiences

배우고, 영감을 얻고, 즐기며,

경험하다!

2016 DIY리폼박람회

2016 DIY리폼박람회 행사개요

뻔뻔(fun fun)한

생각들이 모여

셀프전성시대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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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셀프 마켓으로 진출을 꿈꾸시나요~? DIY리폼박람회가 정답입니다!!!

불경기가 장기화될수록, 개인의 개성 표출이 적극적인 시대가 될수록 DIY셀프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문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분야들이 점차 능동적인 소비자 시장으로 확대되
고 있습니다. DIY리폼박람회는 국내 대표적인 DIY셀프 전문 전시회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DIY셀프 시장으로의 진출을 꿈꾸신다면, DIY리폼박람회가 정답입니다!!!  

유통채널의 다변화를 희망하시나요?
DIY리폼박람회 “DIY유통상담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DIY리폼박람회는 국내 대표적인 DIY셀프 전문 전시회로서 국내 DIY기업의 유통 다변화를 위해 
“DIY유통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대표 온·오프라인 MD들을 초청하여 참가업체와의 1:1 전문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온·오프라인 DIY전문 유통채널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제안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고 싶은데 어려우신가요~?
DIY리폼박람회가 함께합니다!!!

단시간에 소비자들에게 제품 브랜드 및 사용법을 홍보하고 싶으신가요~? DIY리폼박람회의 관람객들
은 단순히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블로그를 비롯한 SNS를 통해 업계 정보를 빠르게 확
산시키는 홍보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IY리폼박람회는 지난 5회를 진행해 오면서 업계 
10만 DB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DIY리폼박람회가 귀사의 홍보를 적극 지원합니다.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DIY리폼박람회는 국내 그 어떤 전시회보다 적극적인 소비 성향의 관람객이 찾는 전시회로서 단순히 
제품을 눈으로 보는 관람에 그치지 않고 참가업체의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의 제품을 전시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단시간에 참가업체의 제품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화 POINT!

2016 DIY리폼박람회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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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셀프인테리어존

공구체험존

욕실&주방 리모델링 컨셉존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개발과 홍보를 통한 성공적인 B2C시장 진출!

공구는 무섭다는 인식을 바꿔보자!

이제 욕실&주방도 쇼핑하자!!

자신의 취향대로 직접 공간을 꾸미고 싶은 셀프인테리어 욕구 증가와 동시에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DIY셀
프인테리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문업자 중심의 페인트, 시트지, 포인트 벽지, 타일, 바닥재 등이 일반인도 쉽게 시
공할 수 있게 출시되면서 건축자재 업체들이 B2C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B2B시장만 고집했다면, 현명한 소비자들

을 믿고 B2C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제안합니다.

DIY셀프인테리어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
이 바로 공구! DIY문화가 점점 대중화되면
서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큰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구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도 공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
입니다. DIY리폼박람회를 통해 공구의 올바른  사용 및 활용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사 브랜드 및 제품을 적극 홍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DIY리폼박람회가 개최되는 3월은 본격적인 이사, 결혼시즌을 맞아 욕실&주방 리모
델링과 관련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의 다른 공간과 달리 욕실&주방은 
셀프인테리어를 시도하기엔 쉽지 않은 공간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욕실&주방업체들은 각기 다른 컨셉의 제품들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이 욕실 리모델링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경험, 쇼핑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길 제안합니다.

1

친환경 접착식 롤 바닥재 신개념 부착형 타일 조립식 베란다 바닥재

2016 DIY리폼박람회
구성!!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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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특별전

홈패션&핸드메이드존

3D프린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커튼도 쿠션도 내 손으로 만드는 세상!

3D프린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3D프린터가 점차 보급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직접 필요
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DIY의 분야나 공방, 핸드메이드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무엇인가
를 만들기에 적극적인 이들이 모이는 곳, DIY리폼박람회에서 3D프린팅의 미래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패션과 핸드메이드를 통해 나만의 공간에 색감을 입히고 디테일을 살려 공간을 완성한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싱은 배
우기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로 능수능란
하게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DIY리폼박람회 소비자들에게 홈패션의 기기, 부자재, 교육 프로
그램 등 다양한 분야를 홍보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Upcycling Zone 

국내 최초로 Upcycling의 가치에 주목한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활용도를 더해 본연의 형태나 기능의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산업과 시장을 다루고 있는 전시회로서 국내 유일한 리폼전시회인 [DIY리폼박람회]는 ‘업
사이클링’의 문화 확산을 위해 ‘업사이클링 특별존’을 구성합니다. 산업 현장과 생활 속에서 버려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
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4

5

6



2
0
16

 D
IY

리
폼

박
람

회
 

66

구분 항목 단위 단가(vat별도) 비고

필수사항

기본부스 부스 2,000,000원 3m x 3m x 2.4m

독립부스 부스 1,800,000원 3m x 3m(면적만 제공)

작가부스 부스 400,000원 2m x 1.5m(목재파레트 벽체 제공)

선택사항

전

기

220v 단상 2선식(조명) Kw 50,000원
부스당 1kw 무료제공

공사 및 사용료 포함

추가 전기 필요 시 신청

220v 단상 2선식(동력) Kw 50,000원

220v 삼상 3선식 Kw 50,000원

24시간 전용 Kw 70,000원

전화/카드선 대 50,000원
사용료 및 공사비 포함

- 급배수 : 급수 15mm, 배수 25mm

- 압축공기 : 표준배관 3/8inch, 최대압력 5kg/cm2

인터넷 Port 150,000원

급배수 개소 200,000원

압축공기 개소 200,000원

부스 형태를 결정해 주세요

필요 부스 수량 및 부대시설을 결정해 주세요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를 입금해 주세요

step1

step2

  기본부스 : 주최자가 조립식으로 된 부스를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제공

  작가부스 : 주최자가 목재파레트로 된 부스를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제공

  독립부스 :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부스장치, 철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부스

- 제공내용 : 벽체, 바닥(파이텍스), 조명, 상호간판, 안내데스크/의자 1조

- 제공내용 : 목재파레트 벽체, 상호간판(시트출력)만 제공

- 제공내용 : 벽체, 바닥(파이텍스), 조명, 상호간판, 안내데스크/의자 1조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 없음(바닥, 간판, 조명, 전기공사 등 일체 참가업체에서 준비해야 함) 
- 시공방법 :  1 COEX등록업체 통해 시공(COEX홈페이지 참고)
                  2 참가업체 자체 시공(단, 전기공사는 반드시 COEX등록업체 통해 시공)

 신  청  기  간
 신  청  방  법
 신  청  절  차

 은     행     명

 해               약

 전시장 배정

: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 접속(www.diyreform.co.kr) → 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 접수(02-546-5205)

: 신청서 접수(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금 납부(총 출품료의 50%)
 ※ 계약금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 → 잔금납부

:   기업은행  002-546-5200/ 농협 355-0008-3804-13    ㈜네오션게이트
  ※ 출품료는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 / 개인 명의로 입금시 사무국으로 확인

: 납입된 계약금 및 잔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음
  (단, 주최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본 전시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함)

: 참가업체의 전시장 부스 배정은 참가 부문, 부스수에 따라 전시장의 구성을 감안하여 주최자가 임의 배정함.
  참가업체는 배정된 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최자의 허가없이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음

step3

2016 DIY리폼박람회
함께하기!!



5번의 발자국

국내 최초로 셀프인테리어 컨셉의, 참가업체와 관람객이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온 DIY리폼박람회!!! 국내
외를 대표하는 DIY시장의 재료, 도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DIY
리포머들에게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뜨거웠던 여름! DIY리폼박람회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DIY라는 
문화자체가 생소했던 시절, 각종 페인트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DIY가구를 직접 조립
해 보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화려한 부스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대
단했던 1회 DIY리폼박람회의 모습입니다. 

사무국의 주도하에 가족끼리 DIY가구 만들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DIY스쿨도 미약
한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DIY리폼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DIY스쿨도 이
렇게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13년 3월과 9월! DIY열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
었고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의 참가가 이어져 전시회는 한
층 더 화려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업체 부스내에서는 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소
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DIY스쿨은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미니 아카데미장이 되어 
제대로 된 DIY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체험행사 역
시 전문적으로 자리잡아 DIY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
가 되어주었습니다. 

2014년!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다고 여겨졌던 분야의 제품
들이 소비자 대상으로 개발되면서 DIY시장의 확대를 한눈
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함께 가요’를 통해 DIY는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라
는  인식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DIY리폼박람회

2015년, 1차원적이었던 DIY리폼문화
공간의 개념으로 성숙되다!!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여 최대한 제안하는 형식의 참가업
체 마케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DIY리폼박람회는 국내 DIY문화 

및 셀프인테리어 시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2016ㅣDIY리폼 박람회 전시사무국

(주)네오션게이트  l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16층  TEL 02.546.5200  FAX 02.546.5205  E-mail diyfair@naver.com


